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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
 반도체 소자공정에서 균일한 두께의 속박막을 증착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. sputtering 방법의 

경우, 증착조건을 조 하기 쉽고, 특히 형 기 을 사용하여 제조할 경우 박막의 두께 등 

박막 특성의 균일화를 기하는데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다. 하지만, 기존의 기 고정식 

sputtering 장비로 증착한 Al 박막은 증착 시에 가해지는 력의 크기에 따라 그 특성의 변화를 생긴

다. 이런 력의 크기에 따른 Al 박막의 reflectance, sheet resistance 그리고 uniformity 등을 분석하

여 Al 박막의 우수한 증착 조건을 알 수 있었다. 

1. 서  론

  반도체공정에서 속박막의 제조방법으로는 CVD, 

evaporation, sputtering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. 

CVD 방법의 경우 증착박막이 균일하지 못하고 특

성 재 에 어려움이 많은 단 이 있고 한 박막 증

착 시 고온이 요구되므로 많은 에 지가 요구된다. 

evaporation 방법은 높은 증착율의 장 은 있으나, 

증착된 박막의 도나 착력이 떨어지는 단 이 있

다. 반면 sputtering 방법의 경우, 증착조건을 조 하

기 쉽고, 특히 형 기 을 사용하여 제조할 경우 

박막의 두께 등 박막 특성의 균일화를 기하는데 용

이한 장 을 가지고 있다[1, 2]. 재 반도체분야, 디

스 이분야 그리고 태양 지분야 등에서 리 이

용하는 진공 박막증착법이 sputtering 방법이다. 

  그러나, 기 이 형화 될수록 증착되는 박막의 

두께에서 균일성이 떨어지고 있다. 기 고정식 

sputtering 장비에서는 6" sputtering gun을 사용했

을 때 4" 기 에서 박막의 균일도가 ±5%~±10% 정

도이며, 회 식에서 ±3%~±5% 정도 나오므로 고 균

일도가 요구될 때는 8" gun을 사용한다든지, 더 큰 

에 지를 갖은 sputtering gun을 사용하여야만 되었

다. 그만큼 사용되는 력의 크기에 따라 그 박막의 

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런 특성을 개

선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sputtering 장비에서 

력의 크기를 조 하여 Al 박막 증착 시 력에 따

른 박막의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.

2. 실험방법

  

일반 인 속 증착을 한 sputter 장비는 [그림 1]

과 같다. 타겟의 표면에 자기장을 형성시키고, 불활 

성기체인 아르곤을 주입시키고, 타겟에 DC 는 RF

음 압을 인가 시켜 주면, 타겟 주변에 라즈마가 

형성이 되고, 양이온화 된 아르곤 기체가 타겟에 고

속으로 충돌하면 타겟 물질이 방으로 sputter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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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어 날아가게 된다. 그러면 날아간 물질이 sample 

holder 의 기 에 증착된다. [그림 2]는 본 연구에

서 진행된 공정진행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. 먼

 H2SO4와 H2O2를 4:1로 휘석한 용액에 Si wafer

를 클리닝하는 SPM 클리닝을 진행하 다. 그리고 

sputter 장비를 활용하여 력의 변화를 주어 Al을 

증착한 후 특성을 reflectance와 sheet resistance를 

측정한다. 포토 공정과 식각공정을 진행하여 패터닝

을 만든 후 thickness를 측정하 으며, 력변화에 

따른 각각의 특성들의 연 계를 비교 하 다.

[그림 1] 일반 인 스퍼터장비 다이어그램

[그림 2] 공정 진행 흐름도

3. 결과  고찰

  [그림 3]은 스퍼터링 력 크기에 따른 증착된 Al 

박막의 reflectance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. 

reflectance는 스퍼터링 력의 크기가 70%에 이를

때 까지 일정하게 유지 되다가, 그 이상이 되면서부

터 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그래 로 알 수 있다. 

[그림 4]는 력에 따른 sheet resistance를 측정한 

결과이다. sheet resistance는 50%에서부터 단조 감

소하여 70%이상이 되어서는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

을 알 수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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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3] Reflectance 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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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4] Sheet resistance 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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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5] 증탁된 Al의 uniformity 특성

  [그림 5]는 증착된 Al 박막의 표면을 AFM을 통

하여 분석한 결과이다. (a)는 70%의 력으로 증착

한 박막의 이미지 이고, (b)는 80%의 력으로 증착

한 박막의 이미지이다. 두 이미지 모두 Al이 잘 증

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, (b)가 (a)보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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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rain의 크기가 조  더 크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

있다.

           (a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b)

[그림 5] 증착된 Al박막의 AFM 측정결과

4. 결  론

 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.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증

착된 Al 박막의 증착 특성을 분석하여 스퍼터링 

력 변화와 박막의 특성에 한 연 계를 분석 하

다. 박막의 reflectance와 sheet resistance를 측정

한 결과 높은 력에서 좋은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

을 볼 수 있었고, AFM 특성을 분석하여 력에 따

란 grain의 크기가 달라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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